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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2022년3분기실적에대한외부감사인의회계감사가완료되지않은상태에서주주및투자자들에게

당사의경영현황을알리기위하여작성∙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본자료중일부는회계감사과정에서

변동될수있습니다.

본자료는당사및해당산업의사업및재무현황과결과에대한예측정보를포함하고있습니다. 

본자료에포함되어있는예측정보는과거가아닌미래의사건에관계된정황과결과로 불확실성과리스크를

내포한의견과예측입니다. 이에경영환경, 사업여건등의변화및위험으로인하여본자료의내용과회사의

실제영업실적결과가일치하지않을수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투자자들의투자판단을위한참고자료로작성된것이며, 당사는명시적/암묵적으로 본자료와해당

내용의정확성이나완성도에대하여어떠한보증을제공하거나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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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경영실적

주요 사업부문 경영실적

별 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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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경영실적

손익

매출액

영업이익

△1,855

영업이익률

△1,178

△4.8%p

(십억원)

전분기비

20,637
23,010 21,155

9,238

‘21.3Q ’22.2Q ‘22.3Q

15.1%

3,117 2,098 920

4.3%
9.1%

【합산 실적】

재무

냉천 범람 및 시황 부진 영향으로 철강 이익 하락, 이차전지 소재 성장 지속

순차입금

전분기비
(십억원)

+205
7,752

’22.2Q ‘22.3Q

7,547

3,007 2,657
EBITDA △350

* 외화차입금에 대한 환율 효과 등으로 원화 상당 차입금 증가 : ‘22.2Q) 1,292.9 → ‘22.3Q) 1,434.8

1) ’21.3Q : 분할전 포스코 별도 기준

(십억원)
매출액 영업이익

‘21.3Q ’22.2Q ‘22.3Q ’21.3Q ’22.2Q ‘22.3Q
전분기비 전분기비

철 강 18,447 19,331 17,784 △1,547 2,942 1,762 515 △1,247 
포스코1) 11,315 11,871 10,878 △993 2,296 1,322 397 △925 

해외철강 5,813 6,463 6,030 △433 519 315 11 △304 
친환경 인프라 14,482 18,641 15,885 △2,756 320 484 345 △139 

포스코인터내셔널 9,151 11,070 9,041 △2,029 149 321 197 △124

포스코건설 2,029 2,490 2,262 △228 111 126 43 △83

포스코에너지 590 676 1,049 +373 70 26 86 +60
친환경 미래소재 529 810 1,056 +246 29 48 75 +27 

포스코케미칼 505 803 1,053 +250 31 55 82 +27
＊ 포스코 별도, 기타 사업회사는 연결 기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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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냉천 범람 영향

 포스코 4,081억원

○생산 및판매감소에 따른영업손실 : 2,221억원

- 회계 기준에 따라 일시적 조업도 저하에 따른 고정비 증가분은 당기 매출원가에 반영

○침수피해 따른 일회성 비용 : 1,860억원

- 재고 침수 피해 손실 : 944억원

- 생산설비 복구를 위한 수선 및 재료비 등 복구비 : 916억원

○유형자산 손상 : 포스코 1,469억원,  포스코케미칼 7.5억원 등

연결 영업손실 4,355억원, 영업외손실 1,477억원 추산

영업손실

 기타 연결사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케미칼,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274억원

○포스코스틸리온 : 설비 침수로 인한가동손실, 침수 설비복구비

○포스코케미칼 : 내화물 공장 전기실 복구비 등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 조업감소에 따른생산·판매 감소, 침수재고 세척비용 등

영업외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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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천 범람사고 경과 및 복구계획

고객요청긴급재적시대응및수급영향최소화중심의복구로제철소정상화에총력

○연내全제품생산목표, 광양소최대증산체제전환

- 고객소요반영한가동순위수립후계획대로진행중

- 광양소 최대 증산을 통한 제품감산 만회

· 광양소 계획 휴지 취소, 수리기간 단축 등으로 최대 증산 추진

구분 복구 완료 ~‘22.11월 ~‘22.12월

열간

압연

냉간

압연

[포항소 설비별 재가동 예상 일정][포항소 지역별 침수피해 ] (복구완료 ●, 진행중 ○)

1열연
(10/7)

3후판
(10/24)

2열연3선재1선재*
(10/20)

2후판** 2선재4선재

3전강
(9/14)

2전강
(9/28)

2냉연1냉연
(10/6)

전기도금(EGL) STS 
2냉연

침수피해無

침수극심

냉천

부분침수 * 1선재 계획 대비조기 가동 (기존 11월계획, 10월중 복구 완료)
** 2후판가동 예상일은 10월말이였으나, 수리물량 증가로 1주연기

○포항소인근냉천범람으로침수ᆞ정전발생 (9/6)

-냉천에 인접한 압연라인 침수 발생, 제선지역 피해 無

-고로3기/FINEX 2기 정상가동(9/12), 압연라인순차복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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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소재사업 추진 현황

미국 IRA* 법안 등 사업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가능한 생산기지 확보리튬

SNNC 배터리용 니켈 정제공장 착공, 濠 RNO 통한 MHP 물량 확보로 중국 수입 의존도 저감니켈

* IRA : 핵심광물은 美 FTA 협정국에서 채굴/가공, 부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생산한 EV에 한정한 세액 공제 실시

아르헨티나 2단계 투자 승인 광석 리튬 사업

• 아르헨티나에서 탄산리튬 생산, 국내 광양에서

수산화리튬 생산(25천톤/年)

• 향후 3,4 단계 북미 지역 검토 중 (미정)

• 2단계 투자비 U$1,093백만 (차입금 포함)

아르헨티나

국내

환경영향평가
(’22.11.)

준공
(’25.6.)

Pond 착공
(’23.6.)

법인 설립
(’22.11.)

Plant 착공
(’23.6.)

준공
(’25.8.)

Plant 착공
(’23.11.)

[2단계 건설 일정]

• 1단계 상용화 공장 예정대로 건설 진행 중(43천톤/年)

• 호주 Pilbara社 정광 확보(315천톤)하여 광양 상용화

공장에서 수산화리튬 생산

- 호주는 FTA 체결국으로 IRA 통과에 대한 수혜 예상

[1단계 진행 경과]

착공
(’21.5.)

1〮2공장 부지조성
(’21.11.)

토목,건축공사 진행중
(’22.10.)

준공
(’23.10.)

- 국내전량 공급

- 국내 양극재
생산용 공급

• (SNNC) 상공정 : SNNC에서 니켈 matte를 생산하는 탈철공정 착공 (‘22.6월 착공, ’23.3Q 준공 예정)

• (포스코) 하공정 : 니켈매트를정제하여배터리용고순도니켈을만드는정제공장착공 (’22.10월 착공, ’23.4Q 준공 예정)
건식제련

• (홀딩스) 호주 RNO社 지분투자(30%) 통한 MHP 확보(’21.5), 정제투자 관련 F/S 진행중 (‘23.1월 승인 목표)습식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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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부문

친환경인프라 부문

친환경미래소재 부문

부문별 경영실적

- 포스코

- 해외철강

- 포스코인터내셔널

- 포스코에너지

- 포스코건설

- 포스코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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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영실적_생산/판매

조강

제품

+315

△441

(천톤)

전분기비생산
+2.2%p가동률* 94.6%

* 가동률 : 조강생산량/조강생산능력

84.2% 86.4%

’21.3Q ‘22.2Q ‘22.3Q

○광양소전분기수리기저효과로조강량은증가하였으나,
포항소압연라인침수영향으로제품생산은감소

- 포항 : 2Q) 3,983 → 3Q) 3,309  △674

- 광양 : 2Q) 4,562 → 3Q) 5,551   +989

구분 ’21.3Q ’22.2Q ’22.3Q 전분기비
탄소강 8,592 7,885 7,554 △331
STS 521 455 345 △110

(천톤)【분기별 제품 생산량】

판매

판매량 9,022
8,238

61.2 60.1

7,904

55.1
내수비

전분기비(천톤, %)

△334

△5.0%p

WTP
판매비* 32.3 28.2 29.0

+0.8%p

* 전체 철강 판매량에서 주문외, 철강반제품 등은 제외하여 산출

○포항소 제품생산 감소영향으로 판매량 동반축소

• 전분기비 판매량(천톤) : 후판 △172, 선재 △158 등

• WTP판매량은 자동차社 WTP 판매 증가(+205천톤)로 2Q 수준 유지

[WTP 판매량(천톤)]

WTP

’21.3Q ’22.2Q ’22.3Q 전분기비

△31

9,703
8,545

9,113 8,340 7,899

2,797 2,231 2,200

* ’21.3Q : 분할전 포스코 별도 실적

8,860

’21.3Q ‘22.2Q ‘22.3Q

【조강생산량(천톤)】

* ’21.3Q : 분할전 포스코 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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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영실적_손익/재무

손익/재무

•판매가격(탄소강, 천원/톤) : 2Q) 1,236 → 3Q) 1,186 (△50) 

- 냉천범람이후국내유통가격하락세소폭진정되었으나,전방수요는약세지속

• 원료사용단가 : 철광석 2Q) 100→3Q) 107, 석탄 100→93.6 (2Q 단가100기준)

- 사용단가하락에도전분기높은원료가격이반영된재고판매영향으로이익감소

•포항소생산중단으로인한손익 2,221억원영향

- 생산감소로증가한고정비는제품판매여부와관계없이매출원가에 반영 (조업도손실)

•침수로인한일회성손실반영

- 수해 복구비용 : 916억원 (협력작업비, 재료비 등)

- 재고 손실 : 944억원 (제품/반제품, 자재 등

※ 유형자산손상 : 1,469억원 → 영업외손익으로 인식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비
(십억원)

△993

영업이익률

△925

△7.5%p

11,315 11,871
10,878

2,296

397

20.3%
11.1%

3.6%

1,322

○시황 악화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 및 냉천범람
사고에 따른 영업손실·복구비 등 일회성 비용
발생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하락

○원료 및 제품 재고 감소에 따른 운전자본 축소로
순현금 전환

• 순운전자본(조원) : 2Q) 11.5 → 3Q) 11.1

(십억원) ’22.2Q ’22.3Q 전분기비

순차입금 262 △109 △371

EBITDA 1,915 995 △920

’21.3Q ‘22.2Q ‘22.3Q

(십억원)

’22.3Q’22.2Q

판매가격하락등

원료비증가

【전분기 영업이익 증감】

△463

△54

침수피해
복구비용/손실

△222

△186생산/판매량감소

1,322

397

* ’21.3Q : 분할전 포스코 별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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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철강 경영실적

장가항 STS (PZSS)PT. Krakatau POSCO

• 제로코로나 정책및건설경기하락에따른 수요부진과
경쟁밀들의 저가수주경쟁으로수익성악화

- 판매량(천톤) : 2Q) 280 → 3Q) 270 (△10)

- 판매가격(전분기비) : △12.1% / 원료비(전분기비) : △11.2%

＊판매가격은 9월 중 반등

매출액

영업이익

(USD백만)

852

883

57

△29
’21.3Q ‘22.2Q ‘22.3Q

753

△32

매출액

영업이익

(USD백만)
’21.3Q ‘22.2Q ‘22.3Q

709
773

550

206

125

44

• 시황부진에따른 판매량감소및판매가격하락에도
고가 유럽수출등수익성방어노력으로흑자유지

- 판매량(천톤) : 2Q) 752 → 3Q) 607 (△145)

* 후판 유럽 수출 : (판매량) 73천톤 (영업이익) U$9백만

- 판매가격(전분기비) : [Slab] △16%  [후판] △11% 

철강경기둔화와 가격하락으로 단압밀을중심으로해외철강자회사 이익감소추이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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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철강 경영실적

• 건설경기 둔화, 저가수입재유입으로판매량감소 및
가격하락으로 영업적자전환

- 판매량(천톤) : 2Q) 108 → 3Q) 90 (△18)

- 판매가격(전분기비) : △11.7% 

매출액

영업이익

(USD백만)

104

10 7

’21.3Q ‘22.2Q

83

‘22.3Q

78

△8

매출액

영업이익

(USD백만)
’21.3Q ‘22.2Q ‘22.3Q

395 388

42 20

363

0.1

• 시황악화 및천연가스등부원료단가 상승에따른
가공비 상승영향으로영업이익하락

- 판매량(천톤) : 2Q) 322천톤 → 3Q) 337 (+15)

- 판매가격(전분기비) : △9%   / 가공비(전분기비) : +14.5%

＊5월 인도정부의 수출관세 부과(15%)로 유통/건자재향 판가 하락

POSCO Maharashtra PY V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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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실적

주요 증감 내역손익

(십억원) ‘21.3Q ‘22.2Q ‘22.3Q 전분기비

트레이딩 8,390 10,047 7,968 △2,079

에너지 335 322 349 +27

투자법인 등 426 701 724 +23

【사업부별 매출액】

’21.3Q ‘22.2Q ‘22.3Q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비
(십억원)

△2,029

영업이익률

9,151

11,070

9,041

△124

△0.7%p149
1.6% 2.9%

321

2.2%

197

○트레이딩

• 미얀마 가스 판매량(억ft3) : 2Q) 455 → 3Q) 497

• 영업이익(억원) : 2Q) 1,040 → 3Q) 938

○냉천범람영향 : 철강 Trading 등영업이익△47억원

- 철강 : 철강수요부진으로제품및원료판매량감소

• 판매량(전분기비) : 철강 제품 △3%, 철강원료 △45%

• Senex Energy 판매량(억ft3) : 2Q) 53 → 3Q) 61

-식량소재 : 국내외사료수요감소및
UKR산곡물판매중단으로취급량감소

• 판매량(전분기비) : 옥수수 △23%, 대두 △53%

-미얀마가스판매증가로매출액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투자비회수율감소영향하락

○에너지

○투자법인

- Senex : 가스판매량·가격상승으로매출액증가

- P-MS  : 中수요위축으로모터코어판매량감소

＊연결기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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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경영실적

손익

(십억원) ‘21.3Q ‘22.2Q ‘22.3Q 전분기비

발전 495 620 977 +357

터미널 71 28 47 +19

연료전지 등 24 28 25 △3

【사업부별 매출액】

’21.3Q ‘22.2Q ‘22.3Q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비

(십억원)
+373

영업이익률

676

1,049

+60

+4.4%p11.9%

3.8%
26 8.2%

86

70

590

주요 증감 내역

○발전 : 전력수요증가 ·가동률상승등으로이익개선

• 계절적 전력 성수기 진입으로 용량요금(CP) 증가 및 2분기

3·7호기 정기 대수리 시행 이후 정상가동으로 매출·이익 증가

○터미널 : 안정적탱크운영, 연계사업마진확대로
수익성개선

• 탱크 임대(SK, S-OIL)로 안정적 수익 창출 기반 확보

• 선박시운전 마진 및 척수 증가로 이익 개선

• 광양 LNG 6탱크 증설 예정대로 진행 中 (’24.5월 준공 목표)

- 용량 : 20만㎘ (現 보유 LNG 탱크 용량 : 73만㎘)

구분 ‘21.3Q ‘22.2Q ‘22.3Q 전분기비

전력수요(GW) 80 71 81 +10
SMP(원/kWh) 93 156 194 +38

【전력시장 지표】

＊연결기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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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경영실적

손익

(십억원) ‘21.3Q ‘22.2Q ‘22.3Q 전분기비

플랜트사업본부 475 592 568 △24

인프라사업본부 224 397 356 △41

건축사업본부 1,033 1,170 990 △180

연결법인 등 297 331 348 +17

【사업부별 매출액】

’21.3Q ‘22.2Q ‘22.3Q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비

(십억원)

△228

영업이익률

2,029
2,490

2,262

△83

△3.2%p

111
5.5% 5.1%

126

1.9%
43

○플랜트수주호조로수주견조세지속 (3분기 2.6조원)

• 플랜트(1.5조) : 당진 LNG터미널(0.4), 금호 에틸렌 고무 공장(0.2) 등

• 인프라(0.2조) : 당진 LNG터미널 부지조성(0.1) 등

• 건축(0.9조) : 1기 신도시 등 리모델링사업수주 증가

(전분기비 +225%)

※ ‘22년 분기별 수주 추이(조원) : 1Q) 2.7→ 2Q) 2.7

○ 자재가상승으로인한추가원가발생으로이익축소

• 플랜트/인프라 : 자재가 상승으로 수익성 저하

• 건 축 : 자재가/외주비 상승에 따른 추가원가 반영 및

전분기 비경상이익* 역기저효과로 이익 감소

- 영업이익(억원) : 2Q) 930 → 3Q) 315

* 2Q) 파크원 책임임차환입 +85억, 제주헬스케어 PJT +74억

주요 증감 내역

• 연결법인 : 주요 그룹사(O&M, A&C)의 수주 증가

＊연결기준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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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케미칼 경영실적

○양극재 : N65 판가상승및판매량확대로매출액및
영업이익증가

•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판매가격 상승(전분기비 +27%)   

• 유럽 EV用 판매량 증가 및 국내 ESS用 납품 본격화로

판매량 증가(전분기비 +25%)

○음극재 : 판가인상과 EV用비중확대로수익성개선

○내화물제조정비/라임케미칼 : 일회성비용반영으로
이익소폭감소

• 피앤오케미칼 조기 준공(86월)으로 초기 운영비 발생

• KPCC 제품 판가 인상(계획대비 +12%)으로 매출 증가

* KPCC: PT.KRAKATAU POSCO CHEMICAL CALCINATION

• 제품가격 인상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

• EV用 판매 비중 확대 (전분기비 +16%p)

주요 증감 내역손익

(십억원) ‘21.3Q ‘22.2Q ‘22.3Q 전분기비

양극재 172 417 648 +231

음극재 43 47 68 +21

내화물 제조정비 111 139 120 △19

라임케미칼 179 200 217 +17

【사업부별 매출액】

’21.3Q ‘22.2Q ‘22.3Q

매출액

영업이익

전분기비(십억원)

+250

505

803

1,053

+27

+0.9%p
31

6.2%
6.9%

55 7.8%

82

영업이익률

○냉천범람영향 : 설비복구비등영업비용14.8억원
• 유형자산 손상 등 영업외 손실 7.5억원

＊연결기준으로 표기



3Q22 Earnings Release │ October 24, 2022 17

요약 손익계산서

별첨

요약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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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결손익계산서
(십억원)

3Q21 4Q21 1Q22 2Q22 3Q22 ’22년 누계 누계 YoY

매출액 20,637 21,334 21,338 23,010 21,155 65,503 +10,505

매출총이익 3,779 3,142 2,929 2,733 1,590 7,251 △1,489

(매출총이익률) (18.3%) (14.7%) (13.7%) (11.9%) (7.5%) (11.1%) △4.8%p

판매관리비 662 773 671 635 670 1,976 +106

영업이익 3,117 2,369 2,258 2,098 920 5,275 △1,595

(영업이익률) (15.1%) (11.1%) (10.6%) (9.1%) (4.3%) (8.1%) △4.4%p

영업외손익 242 △270 206 240 △293 153 +163

지분법손익 287 97 248 194 △13 429 △124

금융손익 28 61 △145 50 4 △90 +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359 2,099 2,464 2,338 627 5,429 △1,888

당기순이익 2,628 1,622 1,907 1,799 592 4,298 △1,277

EBITDA 4,006 3,282 3,146 3,007 1,939 8,092 △1,444

EBITDA 마진율 19.4% 15.4% 14.7% 13.1% 9.2% 12.4% △5.0%p

EPS (원) 34,745 21,452 25,187 23,717 7,800 56,692

가중평균유통주식수 75,625,572 75,625,572 75,710,045 75,849,177 75,849,177 75,8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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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십억원)

구 분 ’21.3Q ’22.2Q ’22.3Q 전분기비

유동자산 45,706 52,147 53,769 +1,622

현금및현금성자산 18,567 17,939 20,942 +3,003

매출채권 10,468 12,394 11,209 △1,185

재고자산 13,810 17,962 17,430 △532

비유동자산 44,429 49,723 51,463 +1,740

유형자산 29,414 30,407 31,289 +882

무형자산 4,305 5,222 5,366 +144

기타금융자산 2,396 2,300 2,640 +340

자산 계 90,135 101,870 105,232 +3,362

부채 36,614 43,121 45,040 +1,919

유동부채 19,405 25,757 26,695 +938

비유동부채 17,209 17,364 18,345 +981

차입금 22,841 25,486 28,694 +3,208

자본 53,521 58,749 60,192 +1,44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9,171 53,256 54,710 +1,454

순차입금 4,274 7,547 7,752 +205

순차입금비율 8.0% 12.8% 12.9%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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